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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요 약〉음성신호는 주기성으로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성음은 준주기성 신 

호이지만 무성음은 주기성이 없다. 주기성은 음성신호를 분석하는 중요한 파라미터 중 하나이다. 

본 논문에서는 시간영억에서 피치의 시작점과 주파수 영억에서 분산을 이용하여 피치 검출 알고 

리즘을 제안하며 864개 단독 숫자음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99.5%의 정확도를 확인하였으며 제 

안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.

I.서 론

음성신호는 파형의 주기성이 있는 유성음 

(voiced sound)과 주기성이 없는 무성음(unvoiced 

sound) 으로 나눌 수 있다. 이 유성음의 단위시간 

당 진동을 기본주파수와 기본주파수의 배수에 해 

당하는 주파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본 주파수에 

해당하는 시간을 피치라고 하며 음성합성 , 음성인 

식, 화자인식 등 음성신호처리 분야에 중요한 파 

라미터 중의 하나이다.

피치를 검출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안되어 

있으며 시간영역법[3,5], 주파수영역법[2], 웨이 

브렛을 이용한 방법[4〕으로 구분할 수 있다. 시간 

영역검출법은 파형의 주기성을 결정논리에 의하여 

피치를 검출하는 방법으로, 시간 영역에서 수행되 

므로 주파수 영역의 변환이 불필요하고 합, 차, 

비교에 의해 결정되므로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녹 

음 level이나 음소의 천이 구간에 있는 경우 결정 

논리가 복잡해서 검출오류가 증가되는 단점이 있 

다. 주파수 영역의 피치 검출은 음성 스펙트럼의 

고조파 간격을 측정하여 피치를 검출하는 방법으 

로 한 프레임 단위로 구해지므로 적용된 창함수의 

길이, 종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. 창함수의 

길이가 긴 경우 기본 주파수의 하모닉스 봉우리가 

분명치 않게 되고 짧은 경우 smearing 현상이 발 

생하여 왜곡된 결과가 된다.

본 논문에서는 가변 창함수를 이용하여 3개 피 

치의 구간을 측정하여 평균피치를 구하는 방법을 

제시하며 2장에서는 피치검출 알고리즘을 제안, 3 

장에서는 실험 및 고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.

口.본 론

본 논문에서는 음성신호 x(t)를 식 1과 같이 

정의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식 3 

을 이용하여 DFT(discrete fourier transform) 처 

리하여 식 2와 같이 주파수 성분을 [X。]으로 표시 

한다. [1]

x(t) = [xr] (1)

=[Xo, Xl, X2,…，Xn-1]

[XJ = DFT[xk] (2)

=[Xo, Xi, •••, X"]

I N - 1 IXm=LZ*3-Snk/N)| (3)

S = X2 + X3 + X4 (4)

v3= S(m-3)2Xm/S ⑸
m =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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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 3의 우측항은 복소수이므로 절대치를 %으로 

하며 주파수 성분 馬의 海에서 분산의 값을 표현하 

기 위하여 식 4와 같이 X2, Xs, 冶의 합을 S로 정 

의하고 X2, X3, 의 평균값을 为이라고 가정하여 

X3에 대한 분산을 식 5와 같이 V3으로 정의한다.

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산을 이용한 피치검출 

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.

Algorithm average_pitch_detection

St epl : for i = 첫프레임 to 끝프레임 

step 10ms

Step2 : 피치의 시작점 ti 결정

Step3 : for ti = t“m to 鄭 step 영교차점

DFT(ti. ti) : 시간 ti에서 ti 

까지 DFT처리를 정의 

Step4 : 분산값 V3 계산 

next ti

Step5 : Min V3 for al 1 ti 

next i

Step6 : Min V3 for all 프레임

St epl： 입력된 음성데이터를 10ms 단위로 구분하 

여 step2~step5를 10ms 프레임 단위로 실행한다. 

Step2 : 음성을 10ms 프레임 단위로 구분하여 선 

정된 프레임 내에서 영교차점을 이용하여 면적 최 

대 구간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. ［그림 1］ 에서 

면적 &은 to ~ tl까지 구간의 면적이고 S2는 h ~ 

t2 까지 구간의 면적이 된다. 음수인 경우에는 절 

대값을 &로 한다. 선정된 프레임에서 인접한 영 

교차점까지 면적의 최대치 구간을 구한다. 만약 

최대치가 S1 또는 S2이라면 시작점은 h이며 ［그림 

1］에서는 시작점이 ti인 경우이며 ti은 선정된 프 

레임의 신호에서 가장 변화가 큰 시점이 된다. 최 

대 구간이 양수인 S2 인 경우 시작점은 ti 이 되고 

만약 최대구간이 S1 인 경우 시작점은 h이 된다. 

최대 면적의 값이 양수인 경우 구간의 시작점, 음 

수인 경우에는 구간의 끝점을 시작점 h으로 결정 

한다.

Step3 : ［그림 1］에서 t前“과 tmax 사이에는 여러 

개의 영교차점이 있으며 ti에서 이 영교차점들까 

지 DFT를 각각 구한다. 음성은 일반적으로 50Hz ~ 

500Hz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최소피치는 2ms, 최대 

피치는 20ms가 된다. 본 논문에서는 3개 피치를 

구하므로 t血은 최소피치의 3배, 加林는 최대피치 

의 3배이므로 tnin과 tgx는 각각 6ms, 60ms 가 된 

다. t丽에서 Ux까지는 &细sec이므로 음성신호에 

따라 영교차점이 여러개 될 수 있다.

Step4 : DFT 처리된 신호에서 분산값 V3을 계산하 

며 V3은 DFT 처리된 주파수 성분 Xa, X3, 巧값에서 

为이 평균값이라고 가정하여 X3 에 대한 분산값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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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Step3, Step4을 tmax까지 반복한다.

Step5 : DFT 처리된 0m에서 t哽까지의 각각의 V3 

에서 최저치 V3을 검출하며 최저치 V3은 피치가 3 

개 되는 것을 의미한다. 최저치 V3에 해당하는 tl 

~ ti 시간을 3으로 나누면 해당 음성신호의 평균 

피치가 된다.

Step6 : Stepl ~ Step5의 과정을 전체 프레임에 

실행하고 가장 작은 V3을 검출하여 이 음성의 피 

치로 결정한다.

m. 실험 및 고찰

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확인 

하기 위하여 사용한 음성데이터는 국어공학연구소 

(KLE)에서 채록한 단독 숫자음 '영' , 号 , '일 

' , '이' , 삼 , '사' , 오 , '육' , '륙'，'칠' , ' 

팔 , 구' 이며 16kHz 샘플링 , 16비트로 양자화 되 

어 있다. 실험에서는 8비트로 양자화 하였다. 이 

음성 데이터는〈표 1＞의 남자 39명, 여자 33명 화 

자들로 단독 숫자음의 종류는 12개이므로 총 864 

개 단독 숫자음 이다. 864개의 실험 결과를 확인 

하기 위하여 1개 숫자음 단위로 알고리즘에 의해 

계산한 후 모니터 화면에서 ［그림 1］과 같이 ti과 

최소치 V3에 해당하는 위치를 수직선을 이용하여 

확인하며 864개 음절을 반복하였다.

〈표 1＞의 피치검출율에서 남자화자인 경우 

99.8% 여자화자인 경우 99.2%의 피치검출 성공률

〈표 1＞ 남여화자별 피치검출 성공률

인원 음절수 검출성공 검출성공%

남자 39 468 467 99.8

여자 33 396 393 99.2

합 72 864 860 99.5

이며, ［그림 1］은 피치검출에 성공한 경우, ［그림 

2］는 피치검출에서 에러로 처리한 경우이다. 864 

개의 단독 숫자음에서 검출에 실패한 4경우는 음 

성신호에 고주파가 포함된 경우이다.

〈표 2＞는 남여화자의 샘플수에 의한 피치분포 

이다. 음성신호는 피치가 유성음의 시작에서 끝점 

까지 일반적으로 변하지만 남성화자의 최대분포는 

140샘플이며 U4Hz가 되며 여성화자인 경우 최대 

분포는 70샘플이며 228Hz가 된다. 여성화자인 경 

우 130 ~ 150샘플은 12개이며 1명을 의미한다. 이 

여성화자의 음성을 확인한 결과 남자음성으로 발 

성된다. 남성화자의 주분포는 100 ~ 179 사이이며 

여성화자는 60 ~ 89 사이이므로 남성화자의 샘플 

수 대역이 여성화자에 비하여 넓은 것이 특징이며 

90 ~ 99 샘플수에는 남여화자가 중복이 된다.

［그림 3, 4］는 음성신호 /3/, /7/에 대한 (a)는 

음성신호 (b)는 피치궤적이다. ［그림 3］은 남성 

화자가 발성한 /3/의 신호이며 (a)는 음성신호 

(b)는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검출한 

피치궤적이며 ［그림 3］의 (b)피치궤적은 약 150 

샘플이 중심이 되며 106Hz가 된다. ［그림 4］는 

여성화자가 발성한 〃/의 신호이며 ［그림 3］의 

(b)피치궤적은 약 85샘플이 중심이 되며 188Hz 

가 된다• 피치궤적은 식 5의 분산간 V3의 임계 

값을 0.05로 정의하여 V3의 값이 0.05 이상이면 

무성음으로 주기성이 없으며 V3의 값이 0.05 이 

하인 경우 유성음이 되며 해당하는 피치궤적은 

［그림 3, 4］의 (b)가 된다.

음성신호 /3/의 '人' 음성신호 〃/의，天'에 해당하 

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구분이 가능하며 ［그림 3~4］ 

에서 피치의 시작점과 끝 부분도 구분 할 수 있다.

〈표 2＞ 남여화자의 피치분포

샘플수
50 

"59
60
一69

70 
"79

80 
"89

90 
"99

100 
"109

110 
"119

120
F9

130 
"139

140 
"149

150 
*159

160 
"169

170 
"179

180
一 189

190 
"199 합

남자 0 0 0 0 3 21 54 78 56 96 83 46 14 8 9 468

여자 1 61 188 124 10 0 0 0 1 6 5 0 0 0 0 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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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성음의 끝점 검출이 가능하였으며 다음 연구 

대상은 평균피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유성 

음 구간 결정, 유성음에서 각 피치의 값 산출, 연 

속음성에 적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.

IV. 결 론

본 본문에서는 음성신호의 피치를 구하기 위 

하여 시간 영역에서 피치의 시작점, 주파수 영 

역에서 분산을 이용하여 3개 피치를 검출하는 

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주파수 영역에서 계산 

되므로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성에 목적을 두었다. 

총 864개 단독 숫자음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

99.5%의 정확도를 확인하며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 

효성을 확인하였으며 4개의 에러는 음성 신호에 

비교적 고주파가 포함된 경우이며 이 에러는 알고 

리즘을 적용하기 전 “甲를 이용하면 해결된다고 

판단되며 이 결과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성하는 

경우 남, 여 구분에 의해 인식율이 저하되는 경우 

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된다. 분산값을 이용하여 

숫자음에서，人，,，天，, '표，초성의 구분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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